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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are several attempts to save temporal, spatial and paper resources through mobile teleconference. However, present 

application-based mobile solutions have limited access, and are occasionally not working because of its operating system dependency. In 

recent times, several researchers attempt to develop mobile teleconference systems that can operate in all operating systems. It is still 

required to install proprietary applications to sync screens in user 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full duplex and real-time data 

mirroring technology based on hybrid web that allows syncing screens without application installation, and operates in all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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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 회의를 통하여 Paperless, 시간 , 공간  자원을 약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 어 리 이션 기반의 모바일 

회의 솔루션은 사용자 디바이스의 운 체제에 따라 각각 존재하므로 활용에 제한 이다. 최근에는 HTML5를 이용한 웹 라우 를 기반으로 

모바일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개발하고 있으나 화면 동기화를 해서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 리 이션의 설치 없이도 모든 디바이스에 탑재된 웹 라우 를 통해 화면 동기화가 가능한 하이 리드 

웹 기반의 모바일 회의를 지원하는 양방향 실시간 데이터 미러링 기술을 제안한다.

키워드 : 모바일 회의, Paperless, 하이 리드 웹, 화면공유, 기록 리 시스템

1. 서  론1)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다

양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모바일 디바이스

를 통하여 단순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음성  상 등 복

합 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나 정보를 쉽게 공유하길 추구한

다. 한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하고 높은 사양과 고

성능, 메모리 가격은 고품질을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

이스의 보 에 향을 주며 실시간 처리능력의 향상과 연

된 분야의 모바일 콘텐츠를 사용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제공하고 있다[1]. 특히 회의분야에서 IT의 발달로 인

하여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 없이 다

른 기 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간에 의견교류  정보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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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원격 모바일 회의는 큰 심

을 끌고 있다[2]. 모바일 회의를 함으로써 종이 없는 회의 

구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

다. 기존의 독립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던 회의 시스템을 

모바일 랫폼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기 해서는 

이기종 랫폼 간 응성이 높아야 하며 상 데이터 송

에 있어서 지연  정보손실에 한 보완으로 데이터 동기

화가 요구된다. 한 모바일 랫폼에서는 다수 사용자의 

동시 속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 속이 이루어짐으로 원

활한 회의 진행을 해 분산 서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3]. 

그러나 기존 어 리 이션 기반의 모바일 회의 시스템에서

는 디바이스의 운 체제에 따라 모바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제한 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 리

이션 형태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도

우 용 어 리 이션이 존재하며 이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호환되지 않는 단 이 있다. 최근 스마트

폰의 지능화와 화로 인하여 모바일 기기 사용자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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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isting Screen Synchronization Technique

용 디바이스를 별도로 갖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업무에 활용하고자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스마

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증

되고 하나의 디바이스로 업무와 병행 가능한 편리성이 제공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YOD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기존 어 리 이션 기반의 모바일 회의 솔루션으로는 한계

이 존재한다. 한 최근에 HTML5 웹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바일 회의 솔루션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기본 으

로 설치된 범용 라우 를 통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사

용자의 디바이스나 운 체제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웹 라

우 가 사용자 디바이스의 카메라, 마이크 등의 하드웨어를 

직 으로 핸들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과 상을 송수

신하는데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 리 이

션과 웹 라우  기반의 모바일 회의 솔루션은 특정 디바

이스 모델을 타겟으로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불특정 디바이스에 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제한 

 모바일 오피스 업무에 불편함이 존재한다. 언제 어디서,

더 나아가 이동 에도 조직원과의 원할한 모바일 오피스 

구 을 해서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용이 가능한 모바일 

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디바

이스에서 상과 이미지 공유가 가능하고 원할한 모바일 회

의를 지원 할 수 있는 모바일 회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를 해 어 리 이션의 설치 없이도 모든 디바이스에 탑재

된 웹 라우 를 통해 화면 동기화가 가능한 하이 리드 

웹 기반의 양방향 데이터 미러링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

의 구성은 2장에서 모바일 회의에 필요한 기술  련연구

를 설명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양방향 데이터 미

러링 기술에 필요한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에 해 서

술하고 4장에서 모바일 회의 시스템의 구 과정을 제시하며 

5장에서는 성능분석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  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 목   활용분야가 다양

해지고 있다. 특히 Mobile IPTV, 비디오 화상회의, VOD 등

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가 빠르게 보 되고 

있다[4-5]. 모바일 디바이스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들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송된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자는 소수이나 콘텐츠를 제공받는 사용

자는 다수로써 트래픽 혼잡이 발생되어 송이 지연되거나 

실패될 가능성이 높다[6].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요 회의문서의 공유  사고 장 등의 상을 끊김없이 

송하고 모바일 회의를 진행하기 해서는 모바일 사용자

의 이동성을 고려하고 사용자가 소유한 디바이스의 종류와 

상 없이 송품질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콘텐츠의 송이 아니라 실시간 모바일 회의를 진행

함에 있어서 무선 네트워크 환경, 다양한 운 체제와 이기

종 랫폼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 화가 쉽지는 않다. 따

라서 부분의 모바일 회의 시스템은 특정 모델만을 타겟으

로 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른 모델에 용

하 을 때 해상도 차이로 인한 화면 일그러짐 상이나 화

면의  컨트롤 등이 제 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 으로 하기 해서 고

정 회의실에서만 회의를 진행하는 환경에 최 화하고 특정 

운 체제에서만 동작 가능한 어 리 이션 형태로 개발되어 

실제 모바일 업무에 용하는데 한계 이 존재한다. 

2.1 화면 동기화 기술

화면 동기화 기술은 데스크탑,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 

TV 등에서 리자의 화면이 변경 될 경우 이를 다른 기기

에서도 동일한 화면으로 변경해 주기 한 기술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본격화 되고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

를 송하거나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한다. 모바일 회의에서 회의 제어권자의 화면을 여러 사

람에게 동시에 보여주기 해서는 화면 동기화 기술이 필요

하다. 이를 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출연한 N-스크린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

스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요 시스템이다[7]. 한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서버에 속하기 해서는 클라우

드 서버 구축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컴퓨  환경은 이러한 

N-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N-스크린은 하나

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N개의 디바이스로 시간의 연장선에

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화면 미러링을 통한 동기화 기술이 

다. 화면 미러링 기술은 사용자가 서버에 올려놓은 콘텐츠

에 언제 어디서든 근할 수 있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로써 기본구조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무선 AP를 이용해 다

른 디바이스로 화면을 공유하고 제어가 가능하다[8]. Fig. 1

은 기존의 화면 동기화 기술의 동작원리를 나타낸다. 기존

의 화면 동기화 방식은 화면 제공자 디바이스에 설치된 어

리 이션이 Surface를 임 버퍼에 장하고 장된 데

이터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된 화면 수신자 디바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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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l-Time Event Synchronization Technique

Fig. 2. Classification of Sharing

달하여 디바이스 간 화면을 동기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이

다. 한 통 인 웹 기반 기술로는 웹 라우 를 통해 

특정 데이터의 동기화  푸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자 간 화면 미러링 는 데이터 동기화를 해 사용자 

랫폼별 어 리 이션을 배포하여 디바이스에 설치하고 어

리 이션을 통한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HTML5 모바일 웹

과거에는 비디오 콘텐츠의 스트리 을 해 RTP(Real 

time Transsport Protocol)/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등의 다양한 로토콜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RTP/RSTP 기반 스트리  기법은 정의되지 않은 UDP 

(User Datagram Protocol) 포트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

화벽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HTTP를 이

용한 비디오 콘텐츠의 달에 한 심이 높아졌다[9]. 

한 RTP/RSTP를 사용하는 통 인 스트리  기술은 고가

의 용 스트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를 필요로 

하지만 HTTP를 이용한 비디오 콘텐츠의 달 기술은 표  

웹 서버와 웹 캐쉬(Cache)를 이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10].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심으로 

표 화 인 HTML5에서는 웹 라우 에 별도의 러그인 

없이 동 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비디오 태그와 오디오 태

그를 정의한다. 한 HTML5는 웹 표 인 HTML4.01, 

HTML1.0, DOM Level 2 HTML과 더불어 러그인 기반이 

아니라 웹 어 리 이션 개발에 유용한 웹 표  개발이 목

표이다[11]. HTML5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웹 표 을 

지향하는 특성으로 인해 크로스 랫폼을 지원하도록 구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로스 랫폼은 컴퓨터 로그래 , 

운 체제, 컴퓨터 언어, 컴퓨터 소 트웨어 등의 여러 종류

의 컴퓨터 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

이다[12]. HTML5는 월드와이드웹의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웹 기반 회의를 가능하게 지원한

다. 한 웹 기반 회의는 지역 으로 분산된 회의 참여자들

이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다. 회의 참여자들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효과 인 회의 진행을 수행하도록 한다[13].

3.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 설계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한 업무 업을 해서는 콘텐츠 

제공자가 다양한 랫폼 기반의 다수 사용자에게 끊김없이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는 Fig. 2에서처럼 크게 복사, 스트리 , 동기화, 응화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화

면동기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통 인 웹 기반 기술에

서는 웹 라우 를 통해 특정 데이터의 동기화  푸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운 체제에 맞는 용 어 리

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소켓통신으로 화면 동기화를 

구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어 리 이션 기반의 미러링 기

술은 부분 유선 네트워크  Windows PC기반을 고려하

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정 트래픽을 유하는 스트리  방

식이다. 이는 디바이스 리소스가 고사양이고 네트워크 속도

가 빠를 경우에는 성능상의 문제가 크지 않지만, 무선 네트

워크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속자 수가 증가할수

록 성능이 하될 수 있다. 한 다자간 화면 공유  동기

화에 제한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 어 리 이션의 설치 없이도 모든 디

바이스에 기본 탑재된 범용 웹 라우 를 통해 모든 사용

자가 끊김없이 자유롭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실

시간 데이터 미러링 방식을 제안한다. Fig. 3은 모바일 회의 

진행자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즉, 패킷단 의 정보

만을 운  서버를 통해 참여자들의 디바이스에 달하여 무

선 네트워크 환경에 최 화된 화면 동기화로 양방향 데이터 

미러링을 구 한다.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은 사용자 랫폼별 어 리

이션과 웹 라우 가 하이 리드 형태로 동작한다. 모바일 

회의 진행시 상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미러

링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어 리 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  음성의 계가 필요 없이 콘텐츠만 공유

하여 업무 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범용 웹 라우 를 통해 

서비스 URL로 속하여 인터 티 한 업이 진행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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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ing

Screen 

Synchronization 

Technique

Real-Time Event 

Synchronization 

Technique  

Data form Image, Text Event data

Transmission

method

Image data         

streaming
Message Bus

Access 

method

Dedicated 

Applications

Web browser

Dedicated 

Applications

Data traffic
Mass data for 

Synchronization

Small data with

event frequency

Network form P2P
Server based 

web service

Strength

Occurence of fixed 

traffic from image 

streaming, unfit for 

wireless network

High efficiency from 

transmission of the 

minimum event data 

for screen 

synchronization 

Application 

area

Remote control &

Image transmission

service, High 

quality mirroring 

service based on 

wire

Content sharing 

based on wireless

network & 

two-way 

cooperation service

Table 1. Comparison of Screen Synchronization Technique

Sorting System Operation Environment

Integration 

  Server

· CPU : 1.8GHz/4Core*2

· RAM : 16G이상

· HDD : SAS 300GB

· LAN : Gigabit Ethernet

· DBMS : MySQL 

Audio/Image

Mixing Server

· CPU : i7

· RAM : 16G

· HDD : SSD 256GB

· LAN : Gigabit Ethernet

Network Relay

Security Server

· CPU : 1.8GHz/4Core*2

· RAM : 4G

· HDD : 500GB

· LAN : Gigabit Ethernet

Client

(Mobile Device)

· CPU : DualCore 1GHz

· RAM : 1G

· HDD : 100GB

· LAN : LTE, 3G, WiFi

Table 2. System Environment

다. 이 경우 어 리 이션은 사용자 디바이스에 설치되지 

않고 로그램에서만 동작하며 주요 특징으로는 Android, 

iOS, Windows, Mac 등 모든 운 체제 기반의 모바일 디바

이스에서 동작하고 HTML5의 최신 웹 기반과 응하여 별

도의 로그램이나 Active-X 설치없이 웹 라우 를 통해 

안정 이고 빠른 운 환경을 제공한다. 한 다수의 사용자 

속환경에서도 속도의 하 없이 지속 인 성능 제공이 가

능하다. Table 1은 화면동기화 기술과 실시간 이벤트 동기

화 기술을 비교하 다. Table 1에서와 같이 기존의 화면동

기화 기술은 각각의 운 체제에 따라 용 어 리 이션을 

사용하여야 되고 동기화에 필요한 용량의 역폭이 필요

함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끊김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계서버가 필요 없는 P2P 방식이나 유선 기반의 고

품질 미러링 서비스에는 유리하다. 반면에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은 서버 기반의 웹서비스 방식으로 화면 동기화

를 한 최소의 이벤트 데이터만 송수신함으로써 네트워크

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바일 환경에 최 화 되어 있다. 한 

다양한 디바이스  다수의 사용자의 속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정보공유  업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한다.

4. 모바일 회의 시스템 구

4.1 사용자 환경

변하는 IT환경에서 고속 인터넷망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은 데스크탑 PC의 성능을 능가하는 모바일 디

바이스의 통신 인 라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라이  스

타일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업무 수행방식도 데스크탑 환

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심의 환경으로 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 에서는 기존 종이문서 기반의 면회의 

방식을 탈피하여 시간 , 공간  제약없이 어디에서나 즉각

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회의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이는 통 인 방식의 회의문화에서 소진되었던 

사무비용 감은 물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정보 근성 

증 와 회의진행 차의 신 인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생산성을 증 시키기 함이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로써 

BYOD 서비스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업이 가능

한 모바일 오피스 구 과 이를 통한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목표로 사용자 환경을 설계하

고 개발하 다. Table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이

벤트 동기화기술로 모바일 회의 진행에 필요한 최소의 시스

템 구성요소로써 통합 리서버, 멀티미디어 계를 한 믹

싱서버, 내부업무망의 보안  필요정보 계를 한 계

서버,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양을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4.2 네트워크 계 보안서버

모든 기 의 네트워크는 부분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내

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논리 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회의를 통한 모바일 

회의를 할 경우 공유하고자 하는 문서를 보호하기 해서 

회의자료를 장하는 서버는 내부망에 구성할 수 밖에 없

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외부망에 치함

으로써 내부망으로의 근을 제어할 수 있는 계 보안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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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bile Teleconference System Diagram

의 구성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 데이터 송이나 서비스는 

내부업무의 특성상 128bit SEED 방식의 암호모듈을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SEED는 무

선 통신 등에서 공개 시에 민감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를 보호하기 해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한 계 보안

서버는 회의 참여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내부망의 조직도 

정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기 때문에 내부 

업무포털에서 조직도 정보외에 다른 정보가 유출되거나 혹

은 외부망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회의 참여자가 내

부 업무포털에 속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이는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고 사

용하는 기 에서 모바일 업무를 지원하기 한 최소한의 보

안을 한 조치이고 회의가 종료되면 내부망과 외부망의 연

결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4.3 모바일 회의 시스템

Fig.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회의 시스템의 구

성도이며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근성을 보장하기 

해 별도의 어 리 이션 설치 없이 범용 웹 라우 를 통한 

속만으로도 실시간 모바일 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동통신망(3G, LTE), 무선 AP, 유선 네트워크 

등 모든 통신망으로 속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 으며 이들 

네트워크로부터 내부망 업무시스템에 근 시에는 계 보

안서버를 통해서만 근이 가능하도록 하 다. 모바일 디바

이스를 이용한 회의는 원격지에 떨어져 있어도 가상의 회의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장 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장상황

을 이미지나 상으로 즉각 으로 달할 수 있는 생생한 

장 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 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지나 상을 송하는 화면에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

하여 메모보고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UI를 디자인 하여 업

무효율성을 높 다. 메모보고로 보고되는 일은 내부망의 

리서버에 자동으로 장되고 기존의 업무 리 시스템과 

연계구성을 하 다. 

4.4 기록 리 시스템과의 연계

기록 리 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RMS)은 

종이문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리하는 기능

과 함께 인수, 보유, 처분, 이 , 검색  활용과 련된 기

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다[14]. 최근 기록 리 시스템은 

기능분류체계에 따라 업무 리시스템, 자문서시스템의 기

록물을 인수 받아 문 으로 보존, 리, 평가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공개기록물은 나라기록포털  정보공개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언제든지 편리하게 검색․이용이 가능하도록 

구 되어 있다. 문서보존포맷(PDF/A)변환기술을 용하여 

소 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장기 으로 

기록물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표 을 수한 장기보존포맷

변환 기술을 용하여 패키징 되어 장된다. 이 장기보존

포맷은 문서보존포맷  원문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XML 

(eXtensible Makeup Language) 랩핑(Wrapping)을 통하여 

구조화함으로써 구 된다[15]. 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을 

쉽게 검색․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 기록의 

극  공개로 다양한 기록의 열람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Fig.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문서 시스템은 업무 에 생

산되는 모든 문서의 생성  장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록

리 시스템은 자문서 시스템으로부터 생성· 장된 문서

를 이  받아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회의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회

의자료는 회의서버에 장된다. 그러나 이를 문서화하기 

해서 회의 종료 후에 리자가 간단한 기안 차를 통하여 

업무 리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도록 설계하 고 한 기록

리 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 하 다.

4.5 구 과정

모바일 회의 시스템은 모바일 오피스의 필수 요소로써 업

무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다양한 포맷의 문서 일을 사용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 워드, 워

포인트, 엑셀, PDF 등의 일  각종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동기

화기술을 용한 하이 리드 웹 기반 모바일 회의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을 모두 충족하게 구 되었다. Fig. 5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구성한 모바일 회의 시스템의 기

능을 나타낸다.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발표자의 

디바이스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한 회의 참여자의 디바이

스 종류나 운 체제에 제한없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

능하다. 회의 참여자를 호출하기 한 조직원 리, 회의방 

개설, 회의 시간설정 등 운 리, 회의 종류에 따른 정보

리, 설문  통계 리 그리고 시스템 환경 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각 개인별로 드라이 를 별도

로 할당하여 회의 도 에 자유롭게 편집 등의 서가 가능

하고 메모나 수정된 일은 개인자료함에 자동 장 된다. 

한 내부문서의 요도에 따라 공개 는 비공개 모드를 

제공하여 비공개 모드에서는 사용자 인증체계를 강화한 통

합인증체계를 통하여 인증 차를 통과해야 문서 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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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onent of Mobile Teleconference system

Fig. 6. Mobile Teleconfer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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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Analysis of mobile teleconference

Fig. 7. Mobile Teleconference system design

하도록 구성하 다. Fig. 6은 실제 구 된 시스템을 이용하

여 각각의 회의방을 개설 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기종간

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구조도를 나타낸

다. 여기서 P는 리젠터, M은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 G

는 회의와 련하여 잠시 참여하는 게스트를 나타낸다. 게

스트 참여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다운로드나 서 등의 

기능이 제한된다. Fig. 6에서처럼 여러 개의 회의방 개설이

나 장소에 상 없이 모바일 회의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고

정된 회의실에 무선 AP가 하나만 존재하고 무 많은 회의 

참여자가 있다면 무선 네트워크의 역폭 따라 각 참여자들

의 디바이스에 화면이 공유되는 시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 이런 경우는 무선 AP를 증가시키고 사용자 디바이스별

로 속 경로를 지정하여 트래픽 분산을 유도하여 네트워크

로 인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Fig. 7은 최종 구 된 모바일 회의 시스템의 UI  일부

이다. 내부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포털의 조직도 정보를 

공유하므로 회의 참여자를 조직도에서 쉽게 선택이 가능하

고 기존에 등록된 화번호나 이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회의 

개설 정보를 바로 송할 수 있다.

5. 성능 분석  결론

5.1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이 용된 

하이 리드 웹 기반의 시스템과 상용화 되어있는 모바일 회

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하이 리드 웹기반

의 시스템은 모든 운 체제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속

하여도 사용자 환경에 즉각 으로 반응하여 최 의 해상도 

지원  회의 랫폼이 제공되고 웹 기반 기술로 구 되어 

별도의 소 트웨어나 Active-X 설치없이 인터넷이 속되

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속이 가능하 다. 한 스마트 

환경에 합한 콘텐츠 즉, 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으로 자

동 변환, 분류, 공유가 가능하여 모든 콘텐츠의 서비스가 가

능하 다. 이로 인하여 종이 없는 디지털 기반의 회의로 시

간  자원을 약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의 실시간 스

마트 업 서비스를 수행하여 스마트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모바일 오피스를 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다. Table 3은 어 리 이션 기반의 상용화 솔루션과 하이

리드 웹 기반의 성능을 동시 속자 20명을 상으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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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한 결과를 정리하 다. 테스트 환경 조건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용하기 하여 슬 이트 PC 5 , 갤럭시 탭

(SM-T310) 3 , 갤럭시 노트(SM-N9005) 2 , 베가

S5(IM-A840S) 5 , 옵티머스 LTE(LG-F260S) 3 , 그리고 

아이폰 2 를 가지고 테스트 하 다. 그 결과 테스트에 사

용된 어 리 이션 기반의 솔루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도 

갤럭시 탭을 타겟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슬 이트 PC  

갤럭시 탭에서는 상, 이미지, 텍스트 등의 공유가 원활하

지만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화면 해상도에 따라 일그러짐 

상이나 랫폼 속이 안되는 디바이스도 존재하 다. 그

러나 하이 리드 웹 기반에서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정상

으로 화면 공유  서 등 모바일 회의에 응하 다.

5.2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 리드 웹 기반의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을 용한 결과 기존의 모바일 회의 솔루션에 

비해 회의 참여자가 많은 경우에도 이벤트 정보만을 송수신

하므로 네트워크의 끊김없이 일정한 트래픽을 유지하 다. 

한 음성  상 계가 필요 없이 이미지 콘텐츠만 공유

하며 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범용 웹 라우 로 속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인터 티 한 모바일 회의 구 이 가

능하 다. 사용자 자신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다자간 실시간 상황공유가 가능하

여 의사결정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 으며 재난 장이나 

한 상황에서 재난 종합상황실 간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생생한 장상황 공유가 가능함으로 장업무에 즉

각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향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회의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문서보안  모바일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연

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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